주간학습안내
□ 여름방학식-7월 23일 금요일(4교시, 급식 후 하교) - 일정에 참고하세요.
-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.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갖도록 가정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□ 신나는 아침활동 : 책읽기(북맘)

6월 7일 - 6월11일(15주)
□ 교통안전:멈춘다,본다,건넌다

□ 학교폭력예방-바르고 고운말 쓰기 □ 감염병예방-손씻기,마스크 착용하기

월 (7일)

화 (8일)

□ 등교동선
자율

2교시

3교시

4교시

금 (11일)

◆통일교육_자율활동

교문-중앙현관- 발열체크 및 손소독-교실 입실

국어

국 어

수학

여름 1-1

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을 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을
4.비교하기 심화보충
수 있다 (2/2)
수 있다 (2/2)

(즐)감사의 마음을 전해요
(2/2)

현충일 미니북만들기

162-167(국어활동
70-71)쪽

162-167(국어활동
70-71)쪽

106-107(65)쪽

62-63쪽

국어

동아리

국 어

수학

안전

받침이 있는 글자의 짜임
동아리활동-색종이 접기
을 안다 (2/2)

받침이 있는 글자를 쓸
9 다음 수는 무엇일까요
수 있다 (1/2)

신호등과 교통 표지판을
알아보아요_안전한생활

156-161(국어활동
64-69)쪽

-

168-171(국어활동
72-75)쪽

106-111(66-67)쪽

30-33쪽

국어

여름 1-1

자 율

여름 1-1

여름 1-1

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을 (바)실천해 봐요 (2/2)
수 있다 (1/2)

◆통일교육_자율활동

162-167(국어활동
70-71)쪽

56-57쪽

애국가 부르기 및 쓰기

국어

여름 1-1

여름 1-1

받침이 있는 글자를 읽을
수 있다 (1/2)-심화보충

(바)실천해 봐요 (2/2)
56-57쪽

지혜의
글

목 (10일)

건강상태 자가진단에 꼭 참여후 등교하기

등교전

1교시

수 (9일)

(바)[수업 만들기]

(즐)감사의 마음을 전해 (즐)마음을 표현해요 (2/2)
요 (1/2)
62-63쪽

64-65쪽

여름 1-1

국어

(바)마음을
(1/2)

58-61쪽

표현해요 받침이 있는 글자를 쓸 수
있다 (2/2)

64-65쪽

62-63쪽

♣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. 이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흘러 나오기 때문이다.
【자기주도학습을 위한 학습 TIP!】
□ 학습용 준비물
<매일 준비물> 개인물병(가벼운 재질, 물은 1/2정도), 우체통(입학식때 준 파일), 필통
【코로나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인내】
□ 임상 증상: 체온 37.5도 이상, 기침, 호흡곤란, 오한, 근육통, 두통, 인후통, 후각•미각 소실
○ 임상 증상 시,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받습니다.

안내

○ 절대, 해열제 복용 후 등교하지 않습니다.
【개인 위생관리 및 학교폭력예방 등 생활을 위한 일일 안전교육 내용 】
□ 일반국민 행동수칙 – 외출 시 마스크 착용, 손 씻기!
○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 씻기, 씻지 않은 손으로 눈,코,입 만지지 않기

사항

○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,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
○ 발열,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외출 자제하기
□ 학교폭력 예방
○ 확진자 정보 등 개인정보 유출하지 않기
○ 가짜 정보 유포 등 사이버폭력 하지 않기,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상담하기
□ 다중이용시설 출입 금지
○ PC방, 게임장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하지 않기, 불필요한 야외활동 자제
□ 학습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면 담임선생님께 문의 바랍니다.(학급 밴드 1:1대화 기능)
□ 밴드에 올려진 모든 학습자료는 무단 복제, 배포를 금합니다.
□ 주간학습의 차시와 내용은 학교의 교육과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